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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*

◇ ‘18.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+6.5조원으로 전년
동월(+6.0조원)대비 +0.5조원 증가, 전월(+8.0조원) 대비 △1.5조원 감소
* 금융감독원 감독･검사대상(은행, 보험사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전사) + 새마을금고

◦ 은행권 증가규모 (+5.4조원)는 전년 동월 (+4.1조원) 대비
+1.3조원 확대된 반면, 전월(+6.7조원) 대비 △1.3조원 축소
◦ 제2금융권 증가규모(+1.2조원)는 전년 동월(+1.9조원) 대비
△0.7조원, 전월 (+1.3조원) 대비 △0.1조원 축소
◇ ’18년중 증가규모는 +75.1조원(증가율 5.9%)으로 ’17년(+90.5조원)
대비 △15.4조원 축소 (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3% 수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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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.12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

□ (개 요) ‘18.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+6.5조원 증가하여 전년
동월(+6.0조원) 대비 +0.5조원 확대(전월 +8.0조원 대비 △1.5조원 축소)
ㅇ ’18년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+75.1조원으로 ’17년(+90.5조원) 대비
△15.4조원 축소되었으며,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
크게 감소 (+31.7조원 → +14.6조원, △17.1조원)한 데 기인

□ (은행권) ‘18.12월중 증가규모는 +5.4조원으로 전년 동월(+4.1조원)
대비 +1.3조원 확대된 반면, 전월 (+6.7조원) 대비 △1.3조원 축소
ㅇ (주담대 : +4.9조원) 전년 동월 (+2.8조원) 대비 +2.1조원, 전월
(+4.8조원) 대비 +0.1조원 확대
* 은행권 개별대출(주금공 양도포함) 증감(조원) : (’17.12월) +2.0 (’18.11월) +3.1 (‘18.12월) +2.5

**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(조원) : (’17.12월) +0.8 (’18.11월) +1.7 (‘18.12월) +2.4

***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’18.10.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→
12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(1.05조원)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(전세대출)로 계상

ㅇ (기타대출 : +0.5조원) 전년 동월(+1.3조원) 대비 △0.8조원, 전월
(+1.9조원) 대비 △1.4조원 축소

-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 (+0.1조원)은 전년 동월 (+0.6조원)
대비 △0.5조원, 전월 (+1.6조원) 대비 △1.5조원 축소
*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(조원) : (’17.12월) +0.6

(’18.11월) +1.6 (’18.12월) +0.1

□ (제2금융권) ‘18.12월중 +1.2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(+1.9조원)
대비 △0.7조원, 전월 (+1.3조원) 대비 △0.1조원 축소
ㅇ (주담대 : △0.6조원) 전년 동월 (+0.7조원) 대비 △1.3조원, 전월
(△0.3조원) 대비 △0.3조원 축소
ㅇ (기타대출 : +1.7조원) 전년 동월 (+1.2조원) 대비 +0.5조원, 전월
(+1.6조원) 대비 +0.1조원 확대

-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12월 중 +0.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
(△0.1조원)대비 +0.2조원 확대, 전월(+0.6조원) 대비 △0.5조원 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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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동향
① (상호금융) '18.12월중 +0.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(+1.1조원)
대비 △0.3조원 축소, 전월 (+0.5조원) 대비 +0.3조원 확대
② (보 험) ’18.12월중 +0.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(+1.1조원) 대비
△0.4조원 축소, 전월 (+0.5조원) 대비 +0.2조원 확대
③ (저축은행) ’18.12월중 +0.1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 (△0.2조원)
대비 +0.3조원 확대, 전월 (+0.3조원) 대비 △0.2조원 축소
④ (여전사) ’18.12월중 △0.5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 (△0.1조원)
대비 △0.4조원, 전월 (△0.0조원) 대비 △0.5조원 축소
가계대출 증감 추이 (금감원 속보치 기준, 조원)
'16년

'17년
11월

은

12월

'18년
11월

12월

11월

12월

행

+68.7

+8.7

+3.4

+58.8

+6.6

+4.1

+60.5

+6.7

+5.4

제2금융권

+54.5

+6.5

+5.7

+31.7

+3.4

+1.9

+14.6

+1.3

+1.2

상호금융

+34.4

+3.9

+3.5

+17.9

+1.4

+1.1

+2.5

+0.5

+0.8

△2.39 △0.09

+0.07

신

협

+4.47 +0.47 +0.35

△0.32 △0.16 △0.06

농

협

+16.67 +1.74 +1.57

+8.11 +0.77 +0.77

수

협

+0.45 +0.06 +0.07

+0.22 +0.02 △0.04

산

림

+0.40 +0.05 +0.05

+0.56 +0.05 +0.06

새마을금고 +12.36 +1.59 +1.50

+9.38 +0.70 +0.34

보

+6.39

+0.67

+0.95

△0.19 △0.00

+0.10

+0.63

+0.06

+0.06

△1.95 △0.15 △0.37

험

+9.8

+1.6

+1.5

+6.8

+1.1

+1.1

+5.6

+0.5

+0.7

저축은행

+4.6

+0.3

+0.4

+2.7

+0.3 △0.2

+2.3

+0.3

+0.1

여 전 사

+5.7

+0.7

+0.2

+4.4

+0.7 △0.1

+4.3

△0.0

△0.5

+123.2 +15.2

+9.1

+75.1

+8.0

+6.5

全금융권 합계

+90.5 +10.0

+6.0

* 주 :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,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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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및 향후계획

□ ’18.1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(+6.5조원)가 전월(+8.0조원) 대비 감소한
것은 주로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(+1.6조원→+0.1조원) 둔화에 기인
□ 다만, ’18.12월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(+4.9조원)가 전년동월
(+2.8조원) 대비 확대 (+2.1조원)된 것은,
ㅇ 전세대출 관련 정책상품의 은행재원 활용 *(+1.05조원), ’18.4분기
집단대출(잔금대출 중심) 증가(+1.6조원)**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
*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이 ’18.10.30일부터 은행재원 활용으로 전환 →
12월중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(1.05조원)이 기금이 아닌 은행 주담대(전세대출)로 계상
** ’18.4분기 전국 입주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10.7% 증가한 12.8만 세대

-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전년동월 대비
△0.5조원 축소
□ 한편, ’18년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’1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,
주담대 (특히 제2금융권) 중심으로 크게 안정화
ㅇ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규모(전년동기 대비 증가율, 금감원) (단위 : 조원, %)
(’15) +109.6(11.5) → (’16) +123.2(11.6) → (’17) +90.5(7.6) → (’18) +75.1(5.9)
※ (참고) 연도별 가계신용 증가규모(전년동기 대비 증가율, 한은) (단위 : 조원, %)
(’15) +117.8(10.9) → (’16) +139.4(11.6) → (’17) +108.3(8.1) → (’18.3Q) +95.1(6.7)

□ ’19년에도 DSR 확대 시행(제2금융권),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
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
ㅇ 다만, 향후 금리 상승시 취약·연체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
가중될 우려가 있어,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원*도 적극 추진
* ①「취약·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(’18.1월)」 : 원금상환 유예,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
②월상환액 고정 또는 금리 상승폭 제한 주담대 상품 출시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
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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